
                  마케팅 (판매가 바로 금방되어 버린다)

• http://sales.fingertec.com 
 - 7분 다큐멘터리 (비디오)
 - 30초 광고 (비디오)
 - 11분 멀티미디어 제품 상연
 - 판매 상연 (파워포인트)
 - 샘플 판매 제안(pdf/doc)-프로젝트 입찰에 관한 안내
 - 이메일 마케팅 작업을 위한 리셀러를 위한 판매 이메일  
  기본형
 - 광고 기본형
 - 추적 기록
 - 유용한 마케팅 정보 등
• 판매 자료 http://material.fingertec.com
 - 브로셔, 포스터, 플래카드 등
 - 발표 키트 (퍼스펙스, 진입 통제 데모키트)
 - 기타 마케팅 자료 (리더 동봉, 티셔츠, 파일, 책꽂이, 범퍼  
  스티커 등)

             연수(자습용, 고급 교습용)

• http://training.fingertec.com
 A.교습자 개요 (pdf), B. 교습 강연 (파워포인트) C. 연수자  
 교본(pdf)내용:
 - 내용 – 판매 연수 (이론, 판매 테크닉, 샘플 견적, 샘플  
  정비 약정서)
 - 제품 연수 (하드웨어, 소프트웨어)
 - 기술 연수 (고장, 하드웨어 수리)
 - 사용자 연수 (하드웨어, 소프트웨어)

이메일 info@fingertec.com 로 프로그램 신청인을 모집합니다.

FingerTec® 핑거텍은 세계 90여개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천 사이트에 설치되어 수백만 사용자들로서 24시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.

글로벌글로벌 리셀러리셀러 프로그램프로그램
핑거텍이라면  문제없다 !

핑거텍 글로벌 리셀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생물측정 사업을 빠르고 손쉽게 
도와드립니다. 리셀러가 되시면 저렴한 가격에 더불어 유용한 자료를 전적으로 제공받으실 
수가 있습니다.

메모: 웹사이트상의 디지털 자료는 접근이 가능하며 리셀러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. 각 지역 시장에 목표에 맞춘 디지털 자료에 관한 하드카피나 기타 형태의 
마케팅 자료, 맞춤 서비스 제공 형태는 각기 이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 진다.

리셀러가 되면 제공받는 잇점들

w w w . f i n g e r t e c . c o m

            제품(간편 지원, DIY 수립)

• 제품 부록:
 1. 목록 가이드
 2. 하드웨어 매뉴얼, 비디오 가이드
 3. 소프트웨어 매뉴얼, 비디오 가이드
 4. 부속물 - AdapTec TA/AC(모델에 따라   
  기본속이거나 션형으로 딸림) 보안 강화 및 간편한  
  설치를 돕는다.
• http://www.fingertec.com
 사용자의 세계 제품 보증 등록 사이트 
• http://user.fingertec.com
 사용자는 기술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. 24시간내 답변 지원
• support@fingertec.com 
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받으며 최신  소프트웨어를  
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
         지원센터(수리비 감축과 더불은 이윤 극대화 창출)

• http://tips.fingertec.com
 리셀러 사이트이며 기술지원 제공 및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 
 다운로드, 차트, 하드웨어 수리를 제공한다 (pdf, 비디오)
• http://warranty.fingertec.com
 리셀러 보증 관리
• 부품 배정 정책
 리셀러로 하여금 하드웨어 결함 수리를 본사로 컴퓨터를  
 보내는 일 없이 처리하게 하여 준다
• 이메일, MSN, 스카이프를 통한 실시간 인터넷 지원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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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기타 서비스서비스:
- 18개월 제조업자 보증
- 다국어 TCMS V2 소프트웨어 : 영어, 중국어( 
 지안, 팬), 스페인어, 태국어, 베트남어,  아랍어,  
 인도네시아어, 말레이지아어, 독어, 러시아어 
- 무료 BioBridge 시스템 개발 키트 (System  
 Development Kit (SDK)
- 품질 소개 보증인

본 프로그램 고객형을 소개하자면:본 프로그램 고객형을 소개하자면:
-  사무실 자동화 산업
-  보안/출입 통제 산업
-  지문형식의 보안 기능을 위한 솔루션 제공업자
- 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

리셀러가 되는 절차법:리셀러가 되는 절차법:
1. 샘플을 구입한다: 테스트하여 본다.
2. 리셀러 약정서에 서명한다: 딜러, 판매점, 독점  
 판매점 중 선정한다.
3. 사업을 시작한다. 글로벌 리셀러 프로그램의  
 혜택안을 맛보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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